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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hromebook 온보딩을 위해 Cisco ISE(Identity Service Engine) 버전 2.1 및
WLC(Wireless LAN Controller)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Google 관리 콘솔●

Chromebook용 도메인 등록 라이센스 및 디바이스 라이센스 구매 및 설치●

사용되는 구성 요소

ISE 2.1●

WLC 버전 8.0.133.0●



Chromebook(도메인 등록 라이센스 및 디바이스 라이센스 구매).●

플로우 개요

Cisco NSA(Network Setup Assistant)가 클라이언트에 푸시되는 시기에 따라 플로우 변경

Cisco NSA가 대역 외 확장에 추가된 경우(사용자가 프로비저닝 SSID에 연결하기 전)

1.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등록되고 Google 관리 콘솔의 컨피그레이션, Chromebook은 Cisco NSA,
WiFi 설정, 인증서 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사용자가 MAB SSID에 연결되고 CWA에 대해 리디렉션됩니다.

3.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가 BYOD 포털로 리디렉션됩니다.

4. BYOD가 시작되면 클라이언트에서 CSR을 ISE로 보냅니다.

5. ISE가 인증서를 생성하고 사용자 인증서가 클라이언트에 푸시됩니다.

6. 클라이언트에 푸시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Chromebook이 TLS SSID에 다시 연결됩니다.

프로비저닝 SSID에 연결한 후 Cisco NSA가 다운로드되는 경우

1. 사용자가 MAB SSID에 연결되고 CWA에 대해 리디렉션됩니다.리디렉션 ACL에는 DNS, ISE,
Google 서버 및 Google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2. 디바이스는 Cisco NSA, WiFi 설정, Google 관리 콘솔에 구성된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 사용자가 게스트 포털 페이지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는 BYOD 포털
로 리디렉션됩니다.

4. BYOD가 시작되면 클라이언트에서 CSR을 ISE로 보냅니다.

5. ISE가 인증서를 생성하고 사용자 인증서가 클라이언트에 푸시됩니다.

6. 클라이언트에 푸시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Chromebook이 TLS SSID에 다시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흐름은 프로비저닝 SSID에 연결하기 전에 엔드포인트에 Cisco NSA가 추가되는 시나리오를 설
명합니다.



구성

MAB SSID에 연결하여 온보딩

사용자는 MAB SSID로 연결되고 EAP-TLS로 연결하기 위해 프로비저닝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Google Admin 콘솔 구성

1단계:https://admin.Google.com에 액세스하여 Googl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Device management(디바이스 관리) > Networks(네트워크) > WiFi로 이동하여 두 개의 Wifi
Settings(SSID 프로비저닝 및 EAP-TLS용 기타)를 추가합니다.

서버 인증 기관:EAP-TLS Wifi 설정을 구성하는 동안 EAP에 내부 CA를 사용 중인 경우 CA 인증서
체인은 Device Management(디바이스 관리) > Network(네트워크) > Certificates(인증서)를 통해 관
리 콘솔에 업로드해야 합니다.CA 체인이 업로드되면 Server Certificate Authority 아래에서 매핑해
야 합니다.서드파티 CA를 사용 중인 경우 관리 콘솔로 CA 체인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서버 인증
기관 드롭다운 목록에서 "Use any default Certificate Authority"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자 패턴/제목 패턴:발급자 패턴 또는 주체 패턴에서 하나 이상의 특성이 설치된 인증서의 특성
과 일치해야 합니다.

MAB SSID IfI 설정:크롬-MAB

https://admin.google.com


EAP-TLS SSID Wifi 설정:Chrome-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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